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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전자산업분야에서는 보다 작고, 보다 믿을 

수 있는 집적회로와 전력공급을 위한 고전압 장치의 

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

질화알루미늄(A1N)이 차세대 기판재료로서 많은 관 

심을 끌고 있다: 높은 열전도성, 높은 전기절연성, 

낮은 유전상수 및 유전손실, 실리콘과 비슷한 열팽 

창계수, 무독성 등, 또한 질화알루미늄은 공유결합 

물질로서 밀도가 낮고, 열적 • 기계적 특성이 우수 

하여 여러가지 구조물 분야에서의 응용가능성이 높 

다姑. 지금까지 알려진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합성법 

중에서 공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법을 보면, 

금속 알루미늄을 고온에서 질소 혹은 암모니아 기 

체와 직접적으로 질화반응시키고 직접질화법(direct 
nitridation)과 a-알루미나와 탄소의 혼합물을 질소 

분위기에서 고온 반응시키는 열 탄소환원질화법 (car
bothermal reduction and nitridation)이다. 직접질 

화법은 열탄소환원질화법보다 질화반응온도가 낮지 

만, 합성된 질화알루미늄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소 

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말의 분쇄과정이 필요하다. 

이에 반하여 열탄소환원질화법에서는 열역학적으로 

매우 안정한 a-알루미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1700°C 
이상의 높은 질화반응온도가 요구되며, a-알루미나 

와 탄소분말과의 균질혼합, 잔류탄소의 하소 등과 

같은 추가적인 공정과정이 요구된다. 본 단신에서는 

종래의 열탄소환원질화법의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 

는 새로운 전구물질, 즉 알루미늄(IID 착물을 이용한 

질화알루미늄 분말의 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

한다.

전구물질 A1(OH)(C4H4O4)-1/4H2O 착물(이후 이 

착물을 AS로 칭한다)은 약산성인 수용액에서 알루 

미늄(III) 염 인 Al(NO3)3-9H2Oaunsei Chemical Co.) 
와 호박산(Junsei Chemical Co.)으로부터 합성했다： 

이 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(BOMEN FT-IR Spect

rophotometer)^ Fig. 1.에 나와 있다. 3687과 3408 

cn「i의 흡수봉우리는 각각 배위된 수산화기와 결 

정수의 0-H 신축 진동에 기인한 것이다£ Al(III) 
이온에 배위되어 있는 호박산 이온의 C = O 비대칭 

신축진동주파수는 1602 cm '5. 호박산의 C = 0 신 

축진동주파수보다 약 100 cmT 정도 더 낮다. 결정 

수의 수는 일정량의 착물 AS을 1200°C의 공기 중 

에서 태워 얻은 a-알루미나의 양으로부터 결정했다.

Fig.2는 탄소분말을 가하지 않고 착물 AS만을 

흑연도가니에 담은 다음 SiC 발열체를 이용한 전 

기로에 넣고 반응온도를 1400°C로 하고 5시간 동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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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Infrared spectrum of AICOHXCAOJ, 1/4H2O 
complex.

Fig. 3. TEM micrograph of the powder obtained by 
nitridation of A1(OH)(C4H4O4) - 1/4H2O complex (bar= 
100 nm).

Fig. 2. X-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powder obtai
ned by nitridation of A1(OH)(C4H4O4)- 1/4H2O comp
lex: (O), AI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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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소분위기(유속 50m〃분)에서 질화반응을 시켜 얻 

은 분말의 X-선 회절(SIEMENS D-500 Diffractome
ter) 결과이다.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100 
%의 질화알루미늄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.

Fig. 3은 합성 한 질화알루미늄 분말을 에 탄올에 

분산시켜 얻은 투과전자현미경 사진(Hitachi H-600 

Electron Microscope) 이다. 분말의 응집이 약간 보 

이지만 입자의 모양이 구형에 가까우며, 그것의 평균 

입자지름이 약 30-50 nm 정도임을 알 수 있다. 

a-알루미나를 전구물질로 하는 열탄소환원질화법에 

의해 공업적으로 합성되는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평 

균 입자지름은 대개 lum 내외이다. 보 연구에서 

합성된 이런 초미세한 질화알루미늄 분말은 알루미 

늄(III)의 폴리 이미노알란 화합물, [AIH(NR)]“을 850 
°C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열분해시킴으로써 얻어지

Fig. 4.Raman spectrum of the powder obtained by 
ation of A1(OH)(C4H4O4) , 1/4H2O complex.

기도 한다5. 그 전구물질은 금속알루미늄을 일차아 

민이 들어있는 전해질용액에서 전기분해시켜 합성 

한다. 합성한 질화알루미늄 분말의 산소 및 질소의 

함량을 측정한 결과(LECO TC-1360 Oxygen/Nitro- 

gen Determinator) 각각 2.59 및 30.99%로 나타났다. 

산소의 함량이 다소 높은 것은 합성된 분말의 입자가 

매우 작아 질화알루미늄이 부분적으로 산화되었기 

때문으로 보인다6.

Fig. 4는 합성한 분말의 라만스펙트럼(514.5 nm 
Ar+ 레이저 ;출력, 140mW)이다. 분말형태의 시료 

이기 때문에 빛의 산란효과가 커서 잡음이 많은 

스펙트럼이지만, 550, 608, 652cmT의 세개의 봉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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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가 관측되었다. 이들 봉우리들 중에서 608와 652 
cmT의 라만이동값은 단결정의 질화알루미늄의 편 

광측정에서 편광면회전자와» 선광계의 배치를 x(yx) 

乂로 했을 때 나타난 두 봉우리의 라만이동값(610과 

655cmTy과 잘 일치한다. 현재 반응계의 질화반응 

메카니즘과 얻어진 분말에 대한 소결성에 관한 연 

구가 진행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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